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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전자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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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AMS (Alarm Monitoring System) 

2010.01.31

02.25 USN, 위성통신(KT) 테스트 협의

기본기능 개발 완료12.30

기본기능 개발
02.09 Workshop

03.05

02.26 대한해운 테스트/일정 확인 미팅(부산)

(AMS, USN, 
PDA 인터페이스)부가기능 개발 완료

09.29Workshop

03 16 03 19

03.12

대한해운 1175데이터 입력 완료, OCS설치

야드 테스트 (by CoP)

교육, 야드 테스크 시나리오, Check Sheet

03.0908.01

단기 슬기마루

(GVE,
선주설문 & Interview )

07.01

03.16~03.19

3. 30 테스트 결과 반영 완료, 운영 교육 완료, 특허 (진행중)

3. 31

선사 테스트 (부산,대한해운 본사)

개발완료 보고회
CoP구성

대한해운 한진해운 방문 04.05

04.30국책과제 선정

선주설문 & Interview )

4. 5 AMS 인터페이스 완료

1175호선 시운전 (옥포~일본해)4. 9 ~ 4.11

KT위성안테나 설치 개통

(USN,SMS 
연동 테스트)02.10이메인텍 MOU 체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과제발표,평가 02.01~04.30

대한해운,한진해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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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5.7 운항 테스트 (1175호선)

KT위성안테나 설치,개통4.12 ~ 4.16

(대한해운,인도네시아)2009.01IT융합 국책과제 기획

이메인텍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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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S 개요
선박 해양플랜트에 탑재하여 최적 운항 유지 지원선박, 해양플랜트에 탑재하여 최적 운항, 유지 지원

운항 유지보수 혁신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분석

DSME
•설계/생산정보 (도면, BOM, Vendor Master)

•Vendor정보 (도면, BOM)

(원격유지보수)

육 상

(원격유지보수)

설비
관리

인말새트 FB

CMMS 자재

발주

관리
현황

A/S or Vendor해운사/선사

Ku-Band MVSAT

C-Bnad MVSAT

Iridium

선박 내

발주

5 /32CMMS :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선박 내선장기사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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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개발 개요

국책과제 선정
주관정부 조직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개발기간 : 2009.5 ~ 2010.4 (1년)
컨소시엄 :

주관기업 : 이메인텍 (설비관리시스템 전문 IT기업 )
참여기업 : 대우조선해양

기대효과
고객만족을 통해 당사 수주 경쟁력 강화

당사 건조 선박 CMMS 탑재 후 확대 적용 (당사 프로젝트 사용권 확보)
선박건조 기술과 IT기술 융합을 통한 신규사업 창출

고객만족
축적된 운영정보와 조선사 기술/정보력 결합

운항선박 설비정비/점검, 자재구매 등 Maintenance정보 축적
Delivery 및 warranty기간 후에도 조선사와 연계된 서비스 확대가능

선사 유지보수 및 자재 정보 기술 지원 기반 마련

6 /32

선사 유지보수 및 자재 정보, 기술 지원 기반 마련

CMMS :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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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지보수와 주문주 동향

획득비용

(영업 설계 생산)

유지보수 비용

(영업,설계,생산)

선박 유지보수 비용선박 유지보수 비용
순 유지보수 비용 (Operation & Maintenance)  : 획득비용의 10% ~ 100%
Downtime Impact, Risk Cost 비용
선원인건비, 연료비선원인건비, 연료비

주문주 동향
유지보수 비용 최소화 체계 구축 강력 희망

8 /32출처 : Offshore Project Engineering Team, 대한해운,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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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관련 시스템 중 CMMS 위치
정보관리분야 시스템

DSME : CMMS 개발 완료,    현대/삼성 : 관련제품 없음
AMOS, shipnet(선박 IT업체), IBM, SAP(글로벌 IT업체) 주도

CMMS
SMS

EAM

모니터링 및 제어분야 시스템
DMSE : AMS 개발 적용
현대(Aconis), 삼성(Ssas) : 자사 건조 상선 AMS 마케팅.

제품 가장 인지도 높음
AMS

ICSS

SMS

Kongsberg 제품 : 가장 인지도 높음.

고급선종일수록 대상설비가 많고 관리데이터, 요구기능 증가.

분야 제품명 상세명 적용범위 주요기능

AMS
CMS IAS

분야 제품명 상세명

정보관리

SMS
CMMS
CMMS

적용범위

상선

해양

해

주요기능

정비,자재 기초 정보 관리

예방정비,자재 통합 정보 관리

기존기능 도면 상태모니터링

Ship Management System

Computerized Maintenance 
M t S t

모니터링
CMS
AMS

Condition Monitoring System
Al M it i S t

정 관리 CMMS 
(DSME)

EAM
육상

상선

상선/해양

해양

상태모니터링

상태모니터링+펌프제어

선박 Total 자산관리

기존기능+도면+상태모니터링Management System

Enterprise Asset Management

9 /32

모니터링
및
제어

AMS
IAS

ICSS

Alarm Monitoring System
Integrated Automation System

Integrated Control Safety System

상선

LNGC,드릴십,리그
FPSO

상태모니터링+펌프제어
상태모니터링+제어
상태모니터링+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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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
조사 내용

현재 사용중인 선박 설비관리시스템 현황 파악
차별화된 제품의 Sales / Marketing 가능성 확인차별화된 제품의 g 가능성 확인

조사 결과
SMS (Ship Management System) 수준 시스템 보유 : *개

자체개발 : *개사
나머지 : TERO MARINE AMOS SHIPNET 등 상용제품 사용나머지 : TERO MARINE, AMOS, SHIPNET 등 상용제품 사용

미보유 : *개사

Interview 
Vela 

AMS, 도면관리 별도 사용, 향후 DSME CMMS 완료 후 demo 요청
설비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안됨

Lykiardopulo 
RBI (Risk Based Inspection), RCM (Reliability Centered Management) 기능 구현 희망

통계기법에 의한 설비관리RBI / RCM : 통계기법에 의한 설비관리
Chandris 

기존 SMS (Ship Management System) 를 “MS NAVISION (ERP 시스템)” 로 변경 중
사용하기 귀찮고 어렵다

10 /32

국내 선사 협의 및 벤치마킹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 팬오션, 대한해운 Menu 구성 및 기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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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Canvas

High High High 쉽다 High

DSME

CMMS
AMS, USN Simple 한 통합구조

(관리용이)

기존 FPSO 적용
CMMS 제품

주요 의장장비
정보만 관리

(관리용이)

많은 시스템과
interface

CMMS 제품

(SAP, Oracle,
맥시모)

정 만 관리 interface 

가격경쟁력 성능 정보다양성 시용용이성 정보통합성

Low Low Low 어렵다 Low

11 /32

가격경쟁력 성능 정 다양성 시용용이성 정 통 성

•AMS (Alarm Monitoring System)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CMMS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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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
세계 최고 조선해양 전문기업 대우조선해양㈜

모든 종류 선박 및 해양 제품을 최고 품질로 생산하는 조선해양 전문기업

2010년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조선소 중 최고 수주량 기록!

년 최다 최우수 선박 선정 및 대한민국 대상 수상 대통령 상2008년 최다 최우수 선박 선정 및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수상 (대통령 상)

IT기술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선박건조기술과 고난도 해양 플랫폼 건조 능력 보유

「설비관리 시스템」 국내 최고 기술력 ㈜이메인텍

10여 년 이상 유지보수 관리 분야 경험 및 노하우를 지닌 전문 설비관리 IT회사

설비 관리 시스템 국내 최다 구축 실적 및 시장 점유율 1위!설비 관리 시스템 국내 최다 구축 실적 및 시장 점유율 1위!

한국 전력 4개 발전소,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의 구축 실적 보유

자체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PDA 점검, 도면 관리 시스템 보유

KT 대한해운KT 대한해운
글로벌 통신 인프라 보유

① 인마셋 Fleet BroadBand

글로벌 해운사

선박 운항 경험 보유

기 보유 선박 관리 시스템과 성능 비교

13 /32

② C-Band MVSAT (인텔셋)

③ Ku-Band MVSAT    2010. ¼분기

④ Iridium-Open Port   2010 . 상반기

기 보유 선박 관리 시스템과 DSME CMMS 성능 비교

1175 호선 (Bulk C) 에 DSME CMMS 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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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주요 기능 (1/2)
선박 건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설비 보전관리, 도면관리, 자재 구매관리를 원 스톱 솔루션을 제공

도면관리를 이용한 담당자 별 맞춤 작업관리를 지원하며, 
예방 점검, 정비 활동을 통해 주요 설비 항목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해결책 제시

기능 세부 기능 구분 기능 설명

작업관리 정비작업 요청 및 이력관리

예방정비 예방정비활동관리

설비 보전관리

예방정비 예방정비활동관리

예방점검 예방점검활동관리

설비자료관리 본선의 설비자료관리

표준자료관리 설비보전을 위한 표준자료관리표준자료관리 설비보전을 위한 표준자료관리

운항관리* 운항 중 유지보수 주요 리포트 및 집계

보전지표* 주요지표 (KPI) 관리

도면관리 도면정보관리* 도면정보 제공도면관리 도면정보관리 도면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AMS* AMS 연동

USN* USN 연동

자재입고 자동화(PDA) PDA를 이용한 자동 자재입고관리

14 /32

자재입고 자동화(PDA) PDA를 이용한 자동 자재입고관리

자재 구매관리
자재마스터 자재 (선용품 포함) 마스터

자재구매 구매요청 (본선→본사) 및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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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주요 기능 (2/2)

CMMS의 도면 조회/출도를 활용하여 해당 설비의
정확한 지점을 파악한 후 CMMS의 예방정비/점검
오더에 의해 작업 후 PDA로 CMMS에 전송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본사에 자재 구매요청
및 수리신청 정보 실시간 송수신

USN을 통한 센싱

예방점검 설비위치
도면정보 조회/출도

및 수리신청 정 실시간 송수신

AMS

CMMS

Data Monitoring
예방점검항목 PDA 전송

점검 측정값 CMMS 전송
USN

Sector 1

S 2

AMS

USN Data Monitoring

AMS를 통하여 운항에 가장 중요한 엔진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상태 정보 실시간

기존 선반 CMMS에서 다루지 않았던
Hull 등에 대한 Sector별 도장 등 보수관리

Sector 2

Sector 3

자재/재고 입고 시 PDA를 활용하여 자재/재고량을 CMMS에 전송
(정확한 자재/재고 수량 파악 및 필요수량 예측)

주요 설비에 대한 상태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방정비/점검

15 /32

•AMS (Alarm Monitoring System)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16

시스템 차별화 (CMMS 기능)

기존 CMMS DSME CMMS

예방정비관리

설비자재관리 예방정비관리

AMS

기존

PDA

설비자재관리 DSME
CMMS

USN 문서관리

기존
CMMS

문서관리

•이기종간 연동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 투입

•설비 Master(도면,속성) 정보를 주문주가 별도 입력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선박 CMMS 기능 대응

•Maintenance Resource 효율성 극대화

•설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AMS,USN) 기능 통합 가능

•선박 제작사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편함

건조 정보 (도면 V d 정보 ) 활용

16 /32

•건조 정보 (도면, Vendor 정보,…) 활용

• AMS (Alarm Monitoring System)    •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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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차별화 (위성 통신)

Bandwidth 

최대 속도별 비교 (Kbps)

2048 2048
2000

2500

C-Band (MVSAT)
432

128
500

1000

1500

Ku-Band (MVSAT)

0

인말새트 FB Ku‐BAND C‐BAND IRIDUIM‐OPEN 
Port

(FleetBroadban
d)

GSM  

WCDMA
Wibro

Hard Ware 가격 비교(US$)

60000

12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정액제

종량제

(Iridium-Open Port) 12000

60000

5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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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verage

GSM / WCDMA / Wibro 는 연근해 통신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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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1/8)

18 /32

Main 화면•Web 독립적 구성
•Multi-Languag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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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2/8)

정비 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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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점검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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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3/8)

정비 결재 승인

정비 작업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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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작업 결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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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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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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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5/8)

1175호선 AMS/USN 연동 결과
(’10.4.9~4.11)

USN 설치 모습

(117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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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S (Alarm Monitoring System)    •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117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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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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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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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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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MMS 화면 (8/8)

PDA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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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Check결과 입력 및 조회
•설비 자재 Barcode reading 입고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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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성통신 장비 Set-up (로즈마리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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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and 설치 모습

(1175호선,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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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운항 테스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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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운항 테스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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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 개요1

2 현황 파악

상세 추진 내역3

예상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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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효과

년도 구분 척수 (딘위 :억원) (단위 : 억원) ‘10년 ‘11년 ‘12년

재무적 효과

2010
Offshore * *

상선 * *

2011
Offshore * *

예상

매출

Min. * * *

Max. * * *

PVIF (현가계수) 0.91 0.83 0.75
상선 * *

2012
Offshore * *

상선 * *

PV

(현가)

Min. * * *

Max. * * *

NPV 순현재가치(N t P t V l ) 투자금액 *억원NPV: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투자금액 : *억원
CF: 현금흐름,  r: 요구 수익율 (WACC:10%) 

정성정 효과정성정 과
정부지원과제로 개발, 다가오는 시장에 능동적 대비
주문주 만족 (효용극대화)
IT융합을 통한 선박 Delivery 이후 Business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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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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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 IT융합을 통한 차별화

•고객만족 극대화

대중소 동반 성장확대적용

2012
•대중소 동반 성장확대적용

기 운항중인 선박에 영업

타사 선박 영업

2010 상반기
시스템 개발완료

Pilot적용 (대한해운 1175)
제품 발표회

2011
영업활동

2010 하반기

홍 영업

당사 건조 선박 적용

선박 특성별 version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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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홍보 (선주, 당사 영업/설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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